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성년자 음주 단속 결과 발표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주 전역 주류 판매소 5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혐의로 주류 판매 허가업소 141곳 기소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위조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매한 271 

명을 추가로 체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성년자 음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팔월, 구월, 시월에 걸친 해당 법 집행 활동 중 

주류관리청(SLA)은 506개 업체에 위장 미성년자를 보내 미성년자에게 불법 판매한 

141곳을 소환했습니다. 또한 교통부(DMV) 수사관들은 주류를 구매할 때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려고 시도한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271명을 체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평생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법 집행기관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위험한 행동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며 법을 어기는 대상 사업체들을 계속해서 

엄중 단속할 것입니다”.  

  

SLA는 수사관들을 통해 식당, 주점, 식료품점, 편의점 주류전문점 등 주류 판매 허가 

사업소 506곳에 미성년 유인책을 파견하는 등 30개 카운티에서 41건의 미성년 특별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유인책들은 여기 게시된 141업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유인책들에게 주류 판매를 거부한 365개 업소 목록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류관리청(SLA) 수사관들은 이 위장 미성년자들과 따로 

주류판매허가업소에 들어가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현장을 목격 및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SLA에 의해 고발된 면허 상점들은 위반당 최고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inal_of_10-26_HITS_HITS_HIT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10-29_NO_HITS_Final.pdf


 

 

10,000 달러의 민사 제재벌에 직면하며, 최초 위반의 벌금은 2,500~3,000 달러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반복 범죄자들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자동차부(DMV) 수사관들은 위조 신분증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했습니다.  

  

주도 지역(Capital Region) - 31명 체포  

  

• 사라토가 공연예술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SPAC) 열린 

Luke Bryan 콘서트에서 9명 체포  

• 사라토가 공연예술센터(SPAC)에서 열린 Brantley Gilbert와 함께하는 Kid 

Rock 콘서트에서 2명 체포  

• 사라토가 공연예술센터(SPAC)에서 열린 Zac Brown 콘서트에서 8명 체포  

• 올버니 바시티 라운지(Varsity Lounge)에서 12명 체포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 21명 체포  

  

• 레이크뷰 앰퍼시어터(Lakeview Amphitheater)에서 열린 Luke Bryan 

콘서트에서 2명 체포  

• 게디스의 세인트 조셉 헬스 앰퍼시어터 앳 레이크뷰(St. Joseph's Health 

Amphitheater at Lakeview)에서 열린 Kid Rock 콘서트에서 2명 체포  

• 코틀랜드 레드 저그(The Red Jug), 다크 호스 살룬(The Dark Horse 

Saloon), 해리 토니스(Harry Tony's)에서 17명 체포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 91명 체포  

  

• 다리엔 레이크(Darien Lake) 콘서트 시설에서 열린 Dierks Bentley 

콘서트에서 13명 체포  

• 다리엔 레이크(Darien Lake)에서 열린 Jason Aldean 콘서트에서 34명 

체포  

• 로체스터 원 나이트클럽(One Nightclub), 바이닐(Vinyl) 조사로 7명 체포  

• 다리엔 레이크(Darien Lake)에서 열린 G-Eazy 콘서트에서 18명 체포  

• 로체스터 서머톤스 퍼블릭 하우스(Somerton's Public House), 

드래곤플라이 터번(Dragonfly Tavern)에서 6명 체포  

• 브록포트 레드 저그 펍(The Red Jug Pub), 스톤 야드 브루잉 컴퍼니(Stone 

Yard Brewing Company)에서 13명 체포  

  

롱아일랜드(Long Island) - 36명 체포  

  

• 존스 비치 시어터(Northwell Jones Beach Theater)에서 열린 Brad Paisley 

콘서트에서 14명 체포  



 

 

• 존스 비치(Jones Beach)에서 열린 빌보드 핫(Billboard Hot) 100 

콘서트에서 22명 체포  

  

서던 티어(Southern Tier) - 44명 체포  

  

• 이타카 무니스 터번(Moonies Tavern), 실키 존스 바(Silky Jones Bar)에서 

44명 체포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 - 48명 체포  

  

• 버펄로 스티어(The Steer), 메인 플레이스 바(Main Place Bar)에서 24명 

체포  

• 프레도니아 올드 메인 인(Old Main Inn), 서니스 바(Sunny's Bar), 

멀둔스(Muldoons)에서 24명 체포  

  

체포 당시 압수한 신분증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매릴랜드,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플로리다에서 온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점 및 술집뿐만 아니라 콘서트장과 행사장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DMV 수사 활동인 예방작전(Operation Prevent)의 

일환입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함정 수사 기간 동안 자동차부(DMV) 

수사관들은 주류관리청(SLA) 및 법률 집행기관과 합작하여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G.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판매를 예방하는 것은 주류관리청(SLA)의 

급선무입니다. 자동차부(DMV) 및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는 이 대규모 시행 노력은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부(DMV)의 집행 부커미셔너인 Terri Egan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얻으면 그것이 어떤 주에서 왔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위조 신분증임을 밝혀내 체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파티를 하길 원합니다. 알코올을 사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을 사기 위해 가짜 신분증 또는 다른 누군가의 신분증을 사용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법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류관리청(SLA)은 공격적으로 미성년자 음주법을 집행하며 또한 계속해서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가 폭력을 피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올가을에 

주류관리청(SLA)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및 선술집 협회(Empire State 

Restaurant and Tavern Association)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일련의 무료 규정 준수 

교육을 다시 주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10월 29일 버펄로에서 시작되었으며 

캐넌다이과, 멜빌, 나누엣, 레이크 플레시드, 시러큐스, 드라이든에서 추가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바, 레스토랑, 선술집 소유주 및 직원들을 상대로 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예방하는 법을 포함하여 주류 판매 허가증 소지자와 직원들이 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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